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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반려동물용 산소포화도 측정 웨어러블 장치를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기존 장치들은 움직이

는 반려동물들의 SPO2를 측정하는데에는 방법이 어렵거나 측정 오류가 발생하여 불편한 점이 있었다. 본 논

문에서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 수의학적으로 측정 부위에 대한 새로운 위치를 찾아 가능한 형태의 웨어러

블을 설계·구현하고 그 성능을 보였다.

키워드: 산소포화도(SPO2), 웨어러블 장치(wearable device), 게이트웨이(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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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반려동물 관련된 동물병원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관련 

산업 규모 역시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려동물의 질병 

처치 또는 진료를 위한 기초 검사에서 사용하는 혈중 산소포화도인 

SPO2( Saturation of Percutaneous Oxygen) 장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일반적인 동물병원에서는 사람과 같이 다양한 

의료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진단 검사 등을 위한 

상태 모니터링 장비의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고가이기 

때문에 다량의 수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저가격으로도 반려동물의 SPO2 신호를 측정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이 

가능한 웨어러블형 Probe 장치를 개발하였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국내 동향

국내의 한 기업에서는 반려동물용 산소포화도 측정 장치를 개발하

여 시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장비 역시 저가형은 아니며, Fig. 1(a)에서 

보인 바와 같이 정확한 측정을 위해 마취된 반려동물의 혀에 측정 

Probe를 착용하여 측정하는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마취된 동물에게서만 가능한데, 정상 움직임 동작을 하는 

반려동물에게는 측정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의 

SPO2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Fig. 1 (b)에서와 같이 귀의 혈관에 측정 

센서를 접촉하여 측정한다. 하지만 귀에서의 측정 결과값에 대한 

오류율이 높아 혀에서의 측정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며, 이 방법은 

측정 대상의 상태에 따라서 불편한 점이 존재한다.

(a) (b)

Fig. 1. (a) SPO2 Device (Bionet) [1] and (b) Measurement 

position with SPO2 Device [2]

III. The Proposed Scheme

본 연구에서는 2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측정의 어려움과 오류율

[3,4,5]을 줄이고 움직이는 반려동물들에게도 채용 가능한 SP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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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장치를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또한 측정 오류율을 줄이고 

정확도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측정 부위를 제시하였다.

본 웨어러블 장치는 기존의 혀나 귀에서 측정하는 방식 대신에 

Fig. 2과 같이 반려견의 뒷다리 슬개골 아래쪽에 다리뼈 뒤쪽 피부

(Achilles, tendon)에 부착하여 측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부분

은 피부가 얇고 빛을 투과시키기에 좋은 위치이다.

Fig. 2. Proposed SPO2 Wearable device

Fig. 3은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조도이다.

Fig. 3. Proposed SPO2 Wearable device 

구현된 웨어러블 장치에서 수집된 신호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원격 서버에 실시간 전송되며, 동시에 블루투스 통신을 통하여 현장에

서 앱으로도 신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4는 설계하여 제작된 반려동물용 SPO2 웨어러블 장치를 

보인 것이다. Fig. 4(a)는 구현된 웨어러블 장치와 부착 위치를 나타낸 

것이며, (b)는 상용기기인 BM3 Vet Pro 기존 장치와 연동하여 측정되

고 있는 결과를 보인 것이다.

(a) Attachment location for    (b) Measured results in connection

for the SPO2 wearable device        with existing devices  

Fig. 4. Proposed SPO2 Wearable device with measurement 

position and measured results

본 논문에서 제안한 측정 부위인 아킬레스 텐던(achilles, tendon)의 

제안은 실제 임상실험을 통해서 반려동물의 산소포화도 측정이 성공적

으로 이루어진 결과를 볼 때 적절한 측정 부위로 밝혀졌으며, 반려동물

의 혀나 귀 등의 위치보다 간편하고 좋은 성능을 보였다.

IV. Conclusions

본 연구를 통해 반려동물의 SPO2를 쉽게 반려동물에 부착이 가능한 

방법을 제안하고 구현함으로써 반려동물의 다양한 신체 조건에 맞는 

모니터링 방법을 제공하였다. 의료 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장벽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반려동물용 의료 장비의 개발이 가능하게 함으로

써 반려동물 처치 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었다. 향후에는 디자인 

개선을 통한 착용과 측정의 편리성을 높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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